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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damentally, there are 5 systems are needed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unmanned ground vehicle: Localization, 

environment perception, path planning, motion planning and vehicle control. Path planning and motion planning are accomplished 

based on result of the environment perception process. Thus, high reliability of loc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perception will be a 

criterion that makes a judgment overall autonomous navigation. In this paper, via map matching using vehicle dynamic model and 

LIDAR sensors, replace high price localization system to new one, and have researched an algorithm that lead to robust autonomous 

navigation. Finally, all results are verified via actual unmanned ground vehic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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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첨단 기술의 발전 및 IT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화 산업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방산업 관련 분야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행되는 분야들

을 선두로 무인화 산업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무인화 산업의 핵심은 무인 차량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무인 차량은 무인지상차량(unmanned ground vehicle)으로 군사

적 용도로 특수 제작된 지상차량이 아니라, 일반 상용 SUV

를 이용하여 무인 차량으로 개조하였으며, 스스로 환경을 인

식하고 판단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

고리즘이 이식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되겠다. 본 연구와 

같이 상용 차량을 개조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한 대표

적인 사례가 DARPA Challenge이며, 미국 국방성 산하 고등 

연구 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주관으로 

개최된 무인 자율주행 차량 대회이다. DARPA Challenge는 자

국의 국방시스템에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고 사용하

기 위한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2004, 2005년에는 야지환경

을 대상으로 한 DARPA Grand Challenge를, 2007년에는 도심환

경을 대상으로 한 DARPA Urban Challenge를 개최하여 높은 

수준의 무인화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1,2]. 국내

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의 연구 결과 수준에 크게 못 미

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방분야 외에 민수분야에서

도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완성차 업체 및 관련 부품업체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2010년에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국내 대학을 대상

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경진대회를 열어 포장 및 비

포장도로가 혼재된 약 4km 정도의 코스에서 장애물 회피, 차

선 및 속도 준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자

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 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

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각각은 현재 차량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인식(localization)기술, 주변의 지형, 장애물, 차선 

등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인식(environment perception)

기술,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는 경로계획(path planning)기술, 인식된 환경과 

추종해야 할 경로 및 차량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주행 명령

을 생성하는 주행계획(motion planning)기술, 차량 상태 정보 

획득 및 명령 추종을 위한 구동기 제어를 하는 차량제어

(vehicle control)기술이 있다. 이 중, 경로계획과 주행계획은 위

치인식과 환경인식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치인식과 환경인식의 높은 신뢰도는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3,4]. 위치인식의 

경우 실외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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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인 자율주행 차량. 

Fig.  1. Example of unmanned groun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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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System)를 주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와 융합하여 GPS를 통한 위치 인식

이 불가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위치인식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고 있다. 특히, 험준한 지형에서 운용되는 국방 무인 차량

의 경우는 우거진 나무들에 의해서 GPS를 이용한 위치인식

이 용이하지 못하고, 차량의 roll, pitch, yaw의 변화가 심한 비

포장 도로에서 INS의 누적 오차도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지

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고가의 

DGPS (Differential GPS) 및 INS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인식은 

크게 카메라와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주 센서

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기반의 LIDAR 센서는 높

은 신뢰도의 거리 정보와 빠른 데이터 획득 속도, 긴 측정 

거리, 넓은 측정 범위와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 환경인

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리 정

보 외에 반사율을 이용한 인식 및 3D LIDAR 센서를 이용한 

인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5]. 

이에 본 논문은 위치인식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고가의 위치인식 센서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과 GPS 및 INS

가 고장 났을 경우 더 이상 자율주행이 불가능 해지는 문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연

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차량 모델과 기하학적 모델 그

리고 조향각 센서 및 휠 엔코더를 이용해 차량의 현재 위치 

및 헤딩(heading)을 추정하고, 실시간 추정된 현재 위치 및 헤

딩을 이용해 글로벌 맵(global map)과 LIDAR 센서로부터 생

성된 로컬 맵(local map)과의 맵 매칭(map matching)을 통해 자

율주행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II. 시스템 설계 

1. 시스템 아키텍처 

무인 자율주행 차량은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위치인식, 

환경인식, 경로계획, 주행계획, 차량제어기술 등이 유기적으

로 융합되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종 센서 

및 구동기 그리고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더 나아

가 다수의 무인 자율주행 차량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에, 시스템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잘 구축해야 한다. 따라

서 본 기관에서는 현재 미국이 군사용 목적으로 제안한 삼군 

통합형 무인 시스템 아키텍처인 JAUS (Joint Architecture for 

Unmanned System)를 참조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하였다[6].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는 Node는 4개이며 위치인식을 

수행하는 Navigation Node, 환경인식을 수행하는 Environment 

perception Node, 경로계획 및 주행계획을 수행하는 Arbiter 

Node 마지막으로 차량제어를 수행하는 Vehicle control Node로 

구성된다. 

2. 개발 환경 

본 연구에 사용된 차량은 현대자동차社의 베라크루즈를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LIDAR 센서는 SICK社의 LMS291S_05를 사용하였으며, 사

양은 그림 4와 같다. 

LIDAR 센서는 차량에 총 6개를 장착하였으며, 장착 위치

는 그림 5와 같다. 

차량의 이동 거리 측정을 위한 엔코더는 Autonics社의 

E30S Series를 사용하였으며, 사양은 그림 6과 같다. 

엔코더는 4바퀴 모두에 장착되었으며, 외부 충격에 의한 

 

그림 2.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 

Fig.  2. System architecture for unmanned ground vehicle. 

 

그림 3.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Fig.  3. System hardware configuration of unmanned ground vehicle.

 

 

그림 4. LIDAR 센서 사양. 

Fig.  4. LIDAR sensor specification. 

 

 

그림 5. LIDAR 센서 장착 사진. 

Fig.  5. LIDAR sensors installa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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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퀴 내부에 

장착하였다. 장착 모습은 그림 7과 같다. 

차량의 조향각 측정을 위한 조향각 센서(steering wheel angle 

sensor)는 비접촉 다중회전센서(non-contact multi-turn angle 

sensor)를 사용하였으며, 사양은 그림 8과 같다. 

조향각 센서는 스티어링 칼럼과 스티어링 휠 사이에 장착

되었으며, 장착 모습은 그림 9와 같다. 

 

III. 차량 위치 및 헤딩 추정 

본 연구에서는 차량 모델과 기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차

량의 현재 위치 및 헤딩을 추정하였다. 차량 모델은 선회반

경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구해진 선회반경을 기하학

적 모델에 적용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 및 헤딩을 추정하였다. 

1. 차량 모델 

차량 모델은 그림 10과 같이 바이시클 모델(bicycle model)

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

건을 두었다. 우선 수평면내를 운동하는 차량에 있어서 좌우 

타이어의 옆 미끄럼각이 같으며 그 값은 충분히 작다고 가정

하였다. 또한 차체의 롤과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

이어 트레드도 무시하게 되면, 전후의 좌우륜이 등가적인 차

량의 전후륜과 차축과의 교점에서 각각 집중된 전후륜 2륜

의 차량 모델을 얻을 수 있다[7]. 

그림 10에서 P는 차량 중심점, r 은 P점에서의 yaw rate, β 는 

P점에서의 타이어 옆 미끄럼각, V 는 차량 속도, δ 는 조향각, 

lf , lr 은 각각 차량중심점에서부터 전후축간의 거리를 나타낸

다. 또한 차량 전후륜 타이어의 옆 미끄럼각이 βf , βr 이고, 이

들 타이어에 작용하는 코너링 포스(cornering force)는 Yf , Yr , 

코너링 파워(cornering power)는 Kf , Kr 로 나타냈다. 실조향각 

δ <<1인 차량에 대한 옆 미끄럼각과 코너링 포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f

l r

V
β β δ= + −  (1) 

 r
r

l r

V
β β= −  (2) 

 
f

f f f f

l r
Y K K

V
β β δ

 
= − = − + − 

 
 (3) 

 r

r r r r

l r
Y K K

V
β β

 
= − = − − 

 
 (4) 

이때, 좌우 타이어 자체의 특성과 좌우 타이어에 작용하는 

코너링 포스가 같다면, 전후륜 코너링 포스는 각각 2Yf , 2Yr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힘은 y축방향, 즉 차량의 횡방향에 작

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횡방향 운동은 다음과 같다. 

 ( )2 f r

d
mV r Y Y

dt

β 
+ = + 

 
 (5) 

 ( )2 f f r r

dr
I l Y l Y
dt

= −  (6) 

여기에서 m 은 차량의 관성질량, I 는 차량의 yawing 관성모멘

트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정의된 타이어의 옆 미끄럼 각과 

타이어에 작용하는 코너링 포스에 의한 바이시클 모델의 차

그림 6. 엔코더 사양. 

Fig.  6. Encoder specification. 

 

 

그림 7. 엔코더 장착 위치. 

Fig.  7. Encoder installation location. 

 

그림 8. 조향각 센서 사양. 

Fig.  8. Steering wheel angle sensor specification. 

 

 

그림 9. 조향각 센서 장착 위치. 

Fig.  9. Steering wheel angle sensor installation location. 

 

 

그림 10. 바이시클 모델. 

Fig.  10. Top view of the bicy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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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횡방향 운동과 연직축 둘레의 yawing 운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2

2 2f r f f r r f

d
mV K K mV l K l K K

dt V

β
β δ

 
+ + + + − = 

 
 

(7) 

( )
( )2 2

2

2 2
f f r r

f f r r f f

l K l Kdr
l K l K I r l K

dt V
β δ

+

− + + =  (8) 

식 (7)과 (8)에서 m, Kf , Kr , lf , lr , I 는 차량의 고유 특성 값이

기 때문에 상수 값이며, V 와 δ 는 각각 엔코더와 조향각 센서

로부터 입력 받게 된다. 따라서 식 (7)과 (8)을 연립하여 해를 

구하면, β 와 r 을 얻게 된다. 

차량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값은 선회반경

이기 때문에, 식 (9)와 같이 앞서 계산된 yaw rate r 과 엔코더

를 통해 획득된 차량 속도 V 를 대입하면 선회반경 ρ 를 구하

게 된다. 

 
V

r
ρ =  (9) 

2. 기하학적 모델 

차량의 위치 및 헤딩 추정을 위해 그림 11과 같은 선회반

경을 이용한 기하학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차량은 하나의 강

체로 가정하였으며, 차량 중심점 P 를 기준으로 위치와 헤딩

을 계산하였다. 

차량 모델로부터 얻어진 선회반경 ρ 와 차량의 각 타이어

에 장착된 엔코더로부터 계산된 평균 순간 이동거리 값 L 로

부터 회전각 θ 를 구할 수 있다. 

 ( )
L

radθ
ρ

=  (10) 

이를 바탕으로 이전 위치 (x1, y1) 으로부터 차량의 선회중심

점 O 를 기준으로 θ 만큼 회전한 현재 위치 (x2, y2) 를 구할 

수 있다. 

 
2 1

2 1

( )
x x

Rot
y y

θ
   

=   
   

 (11) 

또한 현재 위치 P2 에서의 헤딩각 Ψ2 는 P1 에서의 헤딩각 

Ψ1 를 기준으로 θ 만큼 회전한 각도가 된다. 

 
2 1

Ψ Ψ θ= +  (12) 

 

IV. LIDAR 기반의 맵 빌딩 

1. 환경정보 검출 및 로컬 맵 생성 

레이저 기반의 LIDAR 센서는 TOF (Time of Flight) 방식으

로 방출된 단일 레이저 펄스가 센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사

물의 표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해 사용

자에게 제공해준다. 따라서 point cloud 형태로 물체와의 상대

적인 거리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 검출된 환경정보는 실시

간 일정한 크기와 셀(cell)을 가지는 로컬 맵에 맵핑(mapping)

하게 되는데, 셀에는 장애물 유, 무에 따른 불(boolean)값이 

입력된다. 로컬 영역의 크기는 20.5m×20.5m이며, 셀 크기는 

0.5m×0.5m로 최종적인 로컬 맵 크기는 그림 12와 같이 

41×41이다. 

그림 13은 장착된 6개의 LIDAR 센서 중, 회피해야 할 장

애물을 검출하는 4개의 LIDAR센서로부터 검출된 환경에 대

 

 

그림 11. 기하학적 모델. 

Fig.  11. Geometrical model. 

 

 

그림 12. 로컬맵 설정. 

Fig.  12. Local map settings. 

 

그림 13. LIDAR 센서에 의해 검출된 환경 (1). 

Fig.  13. Detected environment (1) from LIDAR sensors. 

 

그림 14. LIDAR 센서에 의해 검출된 환경 (2). 

Fig.  14. Detected environment (2) from LIDAR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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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래프와 로컬 맵이다. 

그림 14는 주행 가능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차량 지붕에 

장착돼서 지면을 스캔하는 2개의 LIDAR 센서로부터 검출된 

그래프이며, 가장 오른쪽 그래프는 회피해야 할 장애물 정보

와 도로 정보를 분리한 모습이다. 

2. 맵 빌딩 

그림 13과 14에서 알 수 있듯이 LIDAR 센서로부터 획득

된 환경정보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동하

는 무인 차량의 정확한 현재 위치와 헤딩을 알고 있다면, 스

캔된 환경정보를 이동 및 회전변환 시켜서 하나의 맵에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전체 주행환경이 맵핑된 글로벌 

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맵 빌딩(map building)

이라고 한다[8,9]. 글로벌 맵의 크기는 주행 환경을 모두 포

함할 수 있는 비교적 큰 맵으로 설정하고, 셀 크기는 로컬 

맵과 동일한 0.5m×0.5m이며 셀에는 장애물 유, 무에 따른 불

값이 입력된다. 

글로벌 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맵으로 로깅을 통해 데이터베

이스화한 글로벌 맵이며, 다른 하나는 실시간 위치인식을 통

해 맵핑되어 사용되는 글로벌 맵이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된 

글로벌 맵은 맵 매칭에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

대한 위치 오차가 없는 맵 빌딩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고가의 RTK (Real Time Kinematic)-GPS와 INS를 연

동한 위치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맵 빌딩을 했다. 실시간 

글로벌 맵 빌딩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한 차량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위치 및 헤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초 주

행 시작 위치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와 헤딩이 있어야 하기 때

문에, GPS를 이용해 초기 위치 및 헤딩을 얻는 초기화 단계

를 거쳐야 한다. 그림 15는 맵 빌딩 순서도이다. 

3. 필터 설계 

높은 신뢰도의 거리 정보를 출력하는 LIDAR 센서이지만, 

야지 환경에서 이동 및 회전을 하면서 계측된 거리 정보이기 

때문에 계측되는 과정 혹은 맵핑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포

함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글로벌 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장애물은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어도 검

출 영역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동일한 절대 위치에 연속적으

로 맵핑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비교적 정

확한 장애물 윤곽을 맵핑하도록 하는 필터를 설계하였다. 

필터 설계를 위해 글로벌 맵과 동일한 크기의 임시 맵을 

생성하고 글로벌 맵 빌딩과 동일하게 맵핑을 수행한다. 그러

나 임시 맵은 글로벌 맵과는 달리 셀에 불값이 아닌 1byte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셀에는 맵핑된 누적 횟수

가 입력된다. 필터는 이 임시 맵을 이용하여 설정된 threshold

에 따라 실제 글로벌 맵에 맵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Threshold는 기본적으로 장착된 LIDAR 센서의 위

치와 각도 그리고 지형 종류에 따라 초기 threshold(A)를 가지

게 되며, 현재 차량의 속도에 따라 threshold(B)와 헤딩 변화

각에 따라 threshold(C) 값이 실시간 변화되도록 설계하였다. 

4. 글로벌 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맵 수정 

글로벌 맵 중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맵은 실제 지도와 같

이 도로 윤곽이 매끄럽고 정확하게 표현돼야 한다. 그러나 

LIDAR 센서 데이터가 Point cloud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 필터링 과정을 거쳐도 그림 17의 좌측 그림과 같이 장

애물들의 윤곽이 매끄럽지 못하게 생성된다. 따라서 오프라

인을 통해 글로벌 맵을 수정하게 되며, 장애물들의 윤곽을 

선으로 매끄럽게 만들고, 윤곽으로만 표현된 장애물 위치를 

그 내부까지로 확장 시켜주는 주는 수정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림 17의 오른쪽 그림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글로벌 맵이다. 

 

그림 15. LIDAR 기반의 맵 빌딩 순서도. 

Fig.  15. LIDAR-based map building flow chart. 

 

그림 16. 필터 설계 알고리즘. 

Fig.  16. Filter design algorithm. 

 

(a)                            (b) 

그림 17. 글로벌 맵 수정 전(a)과 후(b). 

Fig.  17. Global map modify, before (a) & aft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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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맵 매칭을 통한 헤딩 보정 

1. 헤딩 보정의 필요성 

오프라인으로 수정 완료된 글로벌 맵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Environment perception Node로 입력된다. 그리고 자율주

행을 하는 동안 차량 모델을 통해 얻은 추정된 현재 위치와 

헤딩각을 이용해 차량 기준점에서 로컬 맵 크기만큼의 영역

을 읽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맵은 실시간 LIDAR 센서로부

터 생성되는 로컬 맵과 매칭을 하게 된다. 만약 차량 모델로

부터 계산된 차량의 절대 위치와 헤딩각이 오차가 없다면 글

로벌 맵에서 읽어온 맵과 실시간 생성된 로컬 맵의 매칭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나 차량 모델을 통해 추정된 차량 위

치와 헤딩은 그 특성상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오차의 원인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는 모델링 설계에 

있어서 무시되었던 변수들에 의한 오차와 실시간 센서에 의

해 계측된 값들이 가지는 오차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헤딩

의 경우에는 식(12)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헤딩에 지속적으

로 누적된 값이기 때문에 오차 또한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밖에 없다. 그림 18은 헤딩 오차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된 대

표적인 예로써, 동일한 경로를 왕복하였을 때 시작위치와 복

귀위치의 헤딩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차량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서 

평면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림 18과 같이 급격한 경사를 지

날 때 오차가 발생하며, 엔코더를 이용한 오도미터(odometer)

의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와 같이 순간적으로 

pitching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9와 같이 맵 매칭을 통해서 추

정된 헤딩이 얼마나 실제와 벗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생

된 헤딩 오차만큼을 실시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

구했다[10]. 

2. 실시간 맵 매칭 기법 

맵 매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는 글로

벌 맵에서 현재 차량의 위치와 헤딩에 해당하는 로컬 맵을 

읽어오는 단계이다. 방법은 맵 빌딩을 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글로벌 맵 빌딩의 경우, 로컬 좌표계의 LIDAR 센서 데이터

를 위치인식 시스템에서 획득된 절대 좌표계로 변환하고, 마

지막으로 글로벌 맵에 맵핑하게 된다. 맵 매칭의 경우, 차량 

모델에서 계산된 차량의 절대 위치 및 헤딩을 이용해 글로벌 

맵에서 로컬 맵 크기만큼을 읽어오고, 최종적으로 읽어온 맵

을 로컬 좌표계로 회전하여 실시간 생성되는 로컬 맵과 동일

한 위치 및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3. 헤딩 오차 산출 

맵 매칭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현재 

LIDAR 센서로부터 생성된 로컬 맵이다. 위치인식을 통해 글

로벌 맵에서 읽어온 맵은 기본적으로 위치인식 시스템의 오

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컬 맵을 기준으로 

글로벌 맵에서 읽어온 맵을 매칭하게 되면, 랜드마크

(Landmark)의 위치를 이용해 추정된 헤딩이 얼마나 오차를 

 

그림 18. 헤딩 누적 오차로 인한 잘못된 맵 빌딩. 

Fig.  18. Incorrect map building caused by accumulated heading

error. 

 

 

그림 19. 헤딩 오차를 구하기 위한 맵 매칭 과정. 

Fig.  19. Map matching process for calculation of heading error. 

 

 

그림 20. 헤딩 오차 산출. 

Fig.  20. Calculation of head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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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형상을 랜드마크로 사용하였다. 만약 직선 도로에서 무인차

가 도로의 중앙으로 도로와 나란하게 주행을 하고 있다면 로

컬 맵의 중앙 열을 중심으로 도로의 폭만큼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 형상이 생성될 것이다. 이 때, 추정 헤딩이 약 5°정도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면, 글로벌 맵에서 읽어온 맵은 로컬 

맵과 비교해서 약 5°정도 기울어진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도

로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맵을 매칭하게 되

면, 도로의 형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각의 차이까지 추정할 수 있다. 

헤딩 각의 오차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헤

딩 오차 값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겠다. 차량 모델을 통해 얻

은 헤딩은 지속적인 오차 누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맵 매칭 

이탈 각도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최초 무인 차량이 출

발할 때에는 맵 매칭율이 거의 100% 수준이나 주행 거리가 

증가할 수록 맵 매칭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실시간 읽어온 글로벌 맵을 차량 기준으로 좌, 우 방향으로 

일정 각도로 회전을 시켜서 로컬 맵과 매칭을 시켜보면서 가

장 매칭율이 높은 각도를 찾게 된다. 좌, 우 방향으로 회전하

는 범위는 실험을 통해 거리에 따른 차량 모델을 통해 얻은 

헤딩 오차 값을 산출하여 정하며, 회전하는 각도 분해능은 

실험을 통해서 0.5°로 선정했다. 

매칭율에 대한 계산은 로컬 맵과 동일한 크기의 임시 맵

을 생성하여, 로컬 맵에서 도로 값을 가지고 있는 각 셀을 

기준으로 읽어온 글로벌 맵에 해당되는 셀이 도로이면 ‘0’값

을 입력하고, 도로가 아니라면 가장 인접한 도로까지의 상대 

거리 값을 넣도록 했다. 이 임시 맵을 이용해 표준편차를 구

하고, 각 표준편차들을 바탕으로 차량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

큼 헤딩 오차가 발생했는지 추정하게 된다. 

 

VI. 실험 결과 

1. 실험 환경 

본 연구에 대한 검증 및 실험을 위해 비교적 도로와 그 외

곽이 잘 구분되며, 비포장 도로로 직진과 곡선 구간이 혼재

된 환경 조건을 가진 자동차 트랙을 이용하였다. 이 트랙의 

총 주행 거리는 약 1.4km이며, 도로 폭은 최대 8m에서 최소 

4m로 자율주행 실험에 있어서 임의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다. 그림 21은 이 자동차 트랙의 항공 사

진으로 적색 선은 주행 경로이며, 시작 위치와 도착 위치는 

같으며, 비교적 폭이 넓은 세 지점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2. 차량 모델 설계의 검증 

차량 모델을 통해서 얻은 차량 위치와 헤딩은 기본적으로

yaw rate r 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앞서 본문에서 설명했

다. 따라서 차량 모델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인자로 yaw rate을 사용하였으며, 고가의 INS에서 

나오는 yaw rate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2는 차

량 모델에서 계산된 yaw rate과 INS에서 얻은 yaw rate을 비교

한 그래프로, 가속도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속

도와 조향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데이터를 획득했다. 

그림 22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yaw rate을 비교한 

그래프로 모든 구간에서 INS에서 얻은 값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간은 

원으로 표시한 구간으로, 속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급

정지를 한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조향

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급정지에 따른 관성에 의

해 INS의 yaw rate값이 실제보다 증폭되어 검출되었으며, 차

량 모델에서 얻은 값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무인 자율주행을 통한 실시간 맵 빌딩 결과 

LIDAR 센서를 이용한 맵 빌딩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모

 

 

그림 21. 실험 환경. 

Fig.  21. Test environment. 

 

그림 22. 차량 모델 설계 검증을 위한 yaw rate 결과. 

Fig.  22. Result of yaw rate test for verify vehi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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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맵 매칭을 결합한 위치 및 헤딩각 추정의 신뢰도를 판

단하였다. 우선 RTK-GPS와 INS를 연동한 위치인식 시스템

을 이용하여 실험 환경을 맵 빌딩했으며, 그림 23과 같이 오

프라인 수정을 통해 최종적인 글로벌 맵을 생성했다. 글로벌 

맵은 임의로 놓은 장애물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도

로 윤곽만을 정확하게 맵핑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글로벌 맵은 실시간 차량 모델을 통해 얻

은 현재 차량의 위치와 헤딩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로컬 맵 

크기만큼을 읽어오게 되며, LIDAR 센서로부터 생성된 로컬 

맵과 맵 매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맵 매칭을 통해 추정된 

헤딩의 오차 값을 산출하여 그림 24와 같이 오차 각만큼을 

보정하며 목적지까지 무인 자율주행을 수행하였다. 

그림 24에서 흰색은 도로이며 녹색은 글로벌 맵, 적색은 

LIDAR 센서 데이터로, 좌측 그림은 헤딩 오차로 도로 윤곽

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우측 그림은 오차 보정을 통해 

도로 윤곽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는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을 통해 실시간 맵핑된 글

로벌 맵이다. 맵핑된 글로벌 맵에서 각 코너의 도로 부분이 

검은색으로 생성된 것은, 지면을 스캔하는 LIDAR 센서 데이

터가 코너링 중에 발생된 rolling에 의해 정확하게 도로를 분

리하지 못해서 발생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적

인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지면을 스캔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맵 빌딩에만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림 21과 같이 

세 지점의 장애물도 정확하게 맵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차량 모델과 맵 매칭을 통해 생성된 글로벌 맵이 

RTK-GPS와 INS를 연동하여 맵 빌딩된 글로벌 맵과 거의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맵 매칭을 통한 오차 보정. 

Fig.  24. Error compensation using map matching. 

 

그림 25. 자율주행을 통한 맵 빌딩 결과. 

Fig.  25. Result of real-time map building.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 모델과 LIDAR 센서를 이용한 맵 매

칭 기반의 위치인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무인 자율주행을 성공하였다. 특히, 높은 나무들에 

의한 GPS 음영 지역이 많은 야지 환경이나, 터널 같이 GPS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정확한 글로벌 맵만 보유하고 

있다면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

에서는 최초 초기화 과정에서만 GPS 정보를 사용하여 알고

리즘을 검증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GPS 및 INS를 이용한 

위치인식 시스템과 연동하여 보다 신뢰성이 높은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저가형 GPS 및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와 연동하여 현재 실외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위치인식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

는 저가형 시스템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LIDAR 센

서 외에 카메라를 사용한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 차선 및 색

상 정보까지 맵 빌딩에 포함시키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

으며,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더 다양한 환경에서도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맵 매칭 경우에도 본 논

문에서는 헤딩 오차 산출에 적용한 내용만 기술하였지만, 실

제적으로는 경로 생성 알고리즘에도 적용하여 자율주행을 

수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이동 장애물 tracking 등 다양한 부

분에 있어서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외환경에서 

강인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법을 맵 매칭 기법에서 

찾았으며, 이 기법을 차량 모델을 이용한 저가형 위치인식 

기술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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